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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에너지 생산 및 저장용 소재와 방사선 차폐 소재에
대한 합성기술을 중점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.
• 리튬-이온 배터리의 음극소재인 실리콘 계 음극재 연구

前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나노소재단장

• 수소생산용 Fe2O3/TiO2/FTO 광전극 제조

우수연구과제 및 연구자 부문 10회 수상

• 중성자, 감마선 방사선 차폐재 개발

연구 역량 (H-index 38, 총 피인용수 4900회 이상)

현재 연구실은 박사과정 1명, 석사과정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, 연구실

•
•
•
•

졸업생은 포항공대로 진학하거나 한국전기연구원, 포항산업과학연구원 등의

SCI(E) 논문 187편, 100회 이상 피인용 논문 14편
등록 특허 58건(국제 14건, 국내 44건)
기술이전 3건 : ㈜나노케미칼, ㈜에이엠티기술, ㈜예일전자
국책연구과제 39건, 산업체과제 20건, BK21+ 사업 단장

연구소에 있습니다. 또한 외국계 기업인 한국유미코아 외 국내 업체로
취직하였습니다.

대표 연구실적

현재 정부 연구 과제로 2건의 책임연구와 1건 공동연구 외 총 6건의 연구

• Chem. Phys. Lett., 2005(404), 25-29 (피인용 376회)
• J. Am. Ceram. Soc., 1999(82), 927-932 (피인용321회)
• 100회 이상 피인용된 논문 총 14건

과제를 수행하고 있습니다.

▪ 미래 핵심 동력원 이차 전지

b. Li-ion Battery (Anode)
차세대 이차전지

현재 이차전지
과거 이차전지

• 전지는 일정 수명기간 동안 한 차례만 사용 가능한 일차전지와 재충전을 통해

• 리튬이온전지는 일반적으로 전이금속산화물을 양극소재로, 탄소를 음극소재로,
전해질로는 액체전해질을 사용함

장시간 반복 사용이 가능한 이차전지로 나눌 수 있음
• 이차전지 관련 사업을 차세대 사업으로 선정하여 투자를 확대

• [연구내용] 실리콘 기반 음극재 설계 및 합성

• (대용량) 전기자동차·전력저장시스템 등 고에너지/저비용 기술

➢ 음극재에 대한 전기화학적·구조적 분석

• (저용량) 스마트워치·스마트글래스 등 기능 및 디자인 다양화 기술

➢ 고용량 복합체 제조와 음극 표면 코팅 및 도핑 기술을 통한 전지 성능 향상

a. History of batteries: Nano Materials Lab

c. Li-ion Battery (Electrode and Electrolyte Interface)

• 전극과 전해질의 계면에서 형성되는 불안정한 생성물(SEI)은 리튬이온전지의
전기화학적 성능에 영향을 미침
• [연구내용] 전극과 전해질 계면에서 형성되는 SEI에 대한 조성 및 형태 제어
➢ SEI에 대한 화학적·구조적 분석
➢ Short circuit 및 Potentiostat을 이용한 안정적인 SEI 형성

▪ 방사선 차폐재

▪ 광촉매
a)

b)

c)

d)

• 광전기화학적 물분해를 통한 수소 생산
• 광전극 설계를 통한 물분해 효율 향상

